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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를 찾고, 소니를 원하던 소비자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굳이 소니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국내 브랜드가 많아진 것이다. 1996년 말, 소니의 11분의 1에 불과하던 

삼성전자가 2005년 1월 현재, 소니의 기업 가치를 두 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다. 순이익 면에서도 

2004년 삼성전자는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 말, 윤여을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사장이 소니코리아 사장을 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게임과 가전의 통합이라는 소니 그룹의 한국 사업 전략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한 PlayStation2의 마케팅과 

유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니의 막강한 AV가전 유통망에 PlayStation2의 

마케팅을 접목시킬 경우 전혀 다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니는 'Digital Dream Kids'라는 비전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브랜드이다. ‘Digital Dream 

Kids’에서 ‘Digital’은 오디오, 비디오, IT 통합(컨버전스)을  이끄는 원동력을 의미하고, ‘Dream’ 은 

기술 개발자와 고객 모두에게 과거에는 단지 꿈에 불과했던 기술을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Kids’ 는 소니 브랜드에 젊음에 대한 충만감과 즐거움을 연상시킨다. 소니는 우리 

안에 깊숙히 잠재되어 있는 어린이의 특성과 정신을 소유하길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소니라는 브랜드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소니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업 변화를 꾀한 소니가 이제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브랜드 이상향이 되기 위한 전략적 툴은 무엇인가? 다시 

찾을 영광을 위하여 마케팅 전공자 3 인이 모였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 소비자들의 감성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소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  

 

두 달간의 힘든 여정 끝에 ‘Sony Hole’이라는 전략을 완성하였다. 지금, 그 속에 담겨진 

결과물을 마침내 공개하고자 한다. 

“소니요? 꼭 소니 살 필요 있나요? 국내에도 좋은 브랜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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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워크맨’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기업 소니.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로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소니 역시 새로운 이미지로의 

컨셉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제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인격체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감성적 개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소위 ‘필(Feel)이 온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일부분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감성에 의한 것이다. 실제 감성을 활용한 마케팅은 기업

의 입장에서는 ‘필(Feel)을 꽂는 것’을 의미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필(Feel)’이 통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필이 통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고객의 다양한 경험과 느낌, 오감 등의 총체

적 감성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 때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소니의 워크맨이 바로 이러한 소비

자들의 감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소니는 기존의 ‘워크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의 기업, 즉 엔터테인

먼트 기업으로 재탄생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소니’가 기존의 전자 회사 이미지에서 탈피

하여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

는 곧 미시적인 마케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소니 전체의 거시적인 브랜드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니의 브랜드에 전자회사라는 ‘디지털적인 요소’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라는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담음으로써 이를 소비자들의 감성에 효과적으로 소구하기 위한 전

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간단히 감성 마케팅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현재 소니가 추진하고 있는 브랜

드 전략과 연결지어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소니가 갖고 있는 감성적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그 다음 소니의 타겟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니의 브랜드에 내재된 감성적 가치

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정립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전체 플로우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과 같다. 즉 우리는 이와 같은 방

향을 따라 전략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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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몇 배 이상의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명품 핸드백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전지현이

나 정우성이 등장하는 한 의류 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브랜드의 옷을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이들에 대한 해답을 바로 소비자들의 ‘감성’에 어필한다는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요즈음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이미지까

지 고려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사소한 껌을 구매하든, 값비싼 전

자 제품을 구매하든 소비자들이 결국 갈등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

라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통해 제품 

본연의 1차적인 기능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갖고 있

는 이미지까지 함께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욕구와 감성을 외부로 표출하고자 한다.  

 

이는 재작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브랜드 포럼 2003’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이구

동성으로 지적했던 ‘브랜드의 감성화’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1. 사실 Maslow가 동기

                                            
1 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에 의존한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감성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었음을 강조하였다. 

1. 브랜드의 감성화 
2. 소니 브랜드의 감성 전략 분석 

1. 브랜드의 감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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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이론2에서 이야기한 5단계의 욕구 중 1,2단계의 하위 욕구만을 채우는 브랜드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무차별적인 판매 촉진 전략이 아

니라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자사만의 독특한 감성 코드를 브랜드 내부에 이입시킴으로

써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벤츠’ 하면 ‘최고의 품격’

이 떠올려지고, ‘쵸코파이’ 하면 ‘정(情)’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다.  

 

“High Tech, High Touch” 

 

즉 소니는 현재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현재 소니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는 기존 가치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브랜드 

감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John Naisbitt 교수가 주장한 ‘High Tech, High 

Touch’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 ‘과학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며, 기술

과 인간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처럼 소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브랜드 가치에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른바 휴먼터치형 감성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점점 가전 제품과 같은 기능성 제품에

서도 심미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와 상징성을 중시하는 

소니의 저연령대 타겟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은 더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소니’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가치를 분석해 보고 분석에서 나

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보다 한국형 소비자들의 감성 코드에 맞는 전략 방향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2 A.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5단계, 즉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귀속·애정의 욕구, 

자존(존경)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SONY’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다. 
이는 소비자의 마음 속에 그려지는 가치를 갖는 동사이자 형용사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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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니 브랜드의 감성적인 가치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소

니라는 브랜드 내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적 의미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얼마

나 감성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상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1 Inside Of SONY Brand 

 

우선 소니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가치를 크게 2단계, 즉 Brand Identity와 Brand Value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Brand Identity 

 
① Promise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 

 

소파에 앉아 리모콘 하나로 TV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동영상도 즐길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소니가 지향하는 소니만의 엔터테인먼트 세상이다. 소니는 네트워크 시대의 중

심이 될 TV, PlayStation2, 컴퓨터 등을 선정하고, 이들이 ‘소니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게임, 음악,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기업이자 ‘Digital Dream Kids’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2. 소니 브랜드의 감성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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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실제 LG 경제 연구소의 ‘2005년 히트상

품 전망(2004.12.24.)’ 보고서에 따르면, 작

년 불황에도 불구하고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올해에

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전망

하고 있다. 점점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

는 21세기 한국을 이끌어나갈 6대 산업 

중 하나로 문화 컨텐츠 산업(CT)의 적극적인 육성을 선언하였고, 미국에서는 이미 군수 산업

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이는 앞으로 디지털 시대 최대 

격전장 중 하나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측 때문에 현재 소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가전, 컴퓨터 업계 자이언트 

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 소니의 최대 경쟁사 중 하나

인 Microsoft사는 기존의 TV, 비디오 레코더, 

FM 라디오, DVD 등을 PC 기능에 합쳐놓은 

‘윈도우 XP 미디어센터 에디션’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엔터

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고, HP사 역시 2005년 1월, “올해의 주요 

사업 목표는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밝히며 

MS사의 ‘윈도우 XP 미디어센터 에디션’을 

바탕으로 하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3.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소니는 앞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 ‘SONY’라는 브랜드 내에 어떠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소비자

들에게 충분히 감성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간

단히 소니의 표적 타겟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3 아이뉴스24, 20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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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rget 

 

소니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TV, 디지털 캠코더 등의 전자 

제품군과 소니 뮤직, 소니 픽처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들을 바탕으

로 소니의 타겟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Core Target 

소니의 핵심 타겟은 10~30대의 블로그 세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로그 

세대(BLOG=Be a Liberal & Open Generation)4’란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를 코드로 한 세대로서 

1980년대 전후 세대를 의미한다. 핸드폰, 인터넷 블로그 등 디지털 문화의 진화를 따라 성장한 

세대로 이들은 디지털 감각을 바탕으로 개방과 자유를 중시하며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

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arly Adopter의 성향이 강해 감각적이면서도 앞서가는 소니의 

제품을 선호하며,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니아 성향이 강한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은 PlayStation

이나 VAIO 노트북, 사이버 샷 등의 젊은 세대용 감각적인 제품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B. Sub Target 

이들은 40~50대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님 세대로서 WEGA TV와 홈 씨어터, A/V 등 고급 가

전제품을 구매하는 집단이다. 소니만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고급 브랜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중상~상층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10~30대의 Core Target과는 달리 감각적인 성향보다는 자신

의 지위나 명예를 중시하고 자녀들에게 소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럼 이들에게 소니가 제공하고 있는 가치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 http://blog.empas.com/shinho0724/58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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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Brand Identity 요소 

 

브랜드 아이덴티티5는 소니 브랜드와 관련된 차별화된 연상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이러한 브랜드 연상 요소들을 통해 소니 브랜드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니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소니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6를 실

시하였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다음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소니 브랜드와 관련

된 아이덴티티 연상 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 제품과 관련된 연상 : 제품 범주의 전형성, 제품의 특성, 품질/가격, 사용상황, 사용자 

· 제품 외적 연상 : 브랜드 개성 및 경험 (감각적 스타일, 감성적 느낌, 자기표현적 이미지) 

· 상징과 관련된 연상 : Logo, Symbol, Slogan, Package, 제품의 색상 및 모양 

· 조직과 관련된 연상 : 혁신성, 신뢰감, 사회적 책임, 글로벌, 고객 지향성 

 

그 결과 소니의 브랜드와 관련된 요소들 중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아이덴티티 요소들을 추출

해 낼 수 있었다. 이들은 소니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감성적인 가치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소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감각적이고도 즐거운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높은 브랜드 파워 역시 브랜드의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5 http://blog.naver.com/jooypark.do?Redirect=Log&logNo=8251669 
6 2005. 1.8. ‘소니’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조사(10~30대 남녀 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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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소들 중 소니를 가장 대표하는 핵심 요소를 추출해 본 결과, '고급, 즐거움, 혁신적, 

Digital Dream Kids'라는 아이덴티티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Dream'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소니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혁신성이나 즐거움, 프

리미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치임과 동시에 소니가 지향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디지털 드림 키즈'라는 목표와도 일방향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니는 현재 

'Dream'이라는 Driving Idea를 "Do You Dream In SONY?"라는 브랜드 컨셉으로 발전시켜 소비자들

에게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Brand Value  
 

그럼 이 ‘Dream’이라는 브랜드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

까? 또한 소니는 브랜드 내에 어떠한 감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브랜드 가치 유형7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브랜드 가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감성적 가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기능적 가치(Function Value)   : 제품을 통한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 

·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   : 이미지를 투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  

(Self-Concept, Life Style) 

· 감성적 가치(Experiential Value) :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가치  

(Sensory, Feel)  

 

소니는 이 3가지의 브랜드 가치 중 감각적 경험 및 감성적 경험에 근거한 ‘감성적 가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각적 경험(Sensory Experience) – 시각, 촉각 이용 

 

소니는 시각, 청각과 같은 오감에 기반한 감각적 경험 요소들을 브랜드 컨셉에 이용하고 있

다. 색, 모양, 패턴 등을 통해 소니만의 독특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

는 것이다. 마치 고급 가전 제품이라는 착각이 들만큼 아름다운 디자인과 색상의 VAIO 노트

북. 리모콘 조작 기능 하나만으로도 기존 콘솔 게임들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PSP8.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소니 제품의 메커니

                                            
7 한상설, 박희랑(2004), ‘Marketing Mind Tool Skill’, 한솜 
8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일본에서는 작년 12월에 출시되었고 국내에서도 올해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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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디지털이지만 소비자와의 인터페이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 감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소니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소니는 파랑 및 은색 계열의 이미지와 

컬러풀한 ‘Do You Dream In SONY’ 로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시각적인 경험의 질

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소니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

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② 감성적 경험(Feel) – 즐거움 & 소니만의 자부심 

 

또한 소니는 10~30대의 젊고 감각적인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중 ‘Fun’과 

‘Pride’라는 2가지 경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는 감성 소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Dream’을 

Driving Idea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타겟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소니만의 독특한 ‘Sony Style’이나 광고 등은 소니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부심을 브랜드에 이입시켜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즉 이들을 통해 소니는 브랜드 내에 감각적/감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내에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즐

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감성적인 코드들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는 ‘Dream’이라는 Driving Idea

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이는 물론 소니가 지향하는 ‘Digital Dream Kids’라는 

목표와도 같은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소니 브랜드 내의 감성적 요소들이 실제 타겟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소니의 ‘Dream’에 대해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

근시키기 위한 방안은 마련할 것이다. 그럼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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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utside Of SONY Brand  
– Brand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우리는 소니가 지향하는 감성적 가치들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소니의 컨셉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우선 우리는 소니가 지향하는 ‘Dream’이라는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소니의 컨셉인 “Do you Dream In SONY?”의 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 중 15.3%만이 소니의 컨셉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

들조차도 소니의 ‘Dream’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즐거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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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응답자가 37.5%로 다소 높았지만 그 외 ‘고급(프리미엄)’, ‘상상’, ‘새로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도 약 12~19%로 적지 않은 빈도 분포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무려 16.2%

나 나타났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소니의 컨셉이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상에서 제

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 크게 다음 2가지로 요

약해 볼 수 있었다. 

 

 

 

 

 

 

 

    

 

그럼 이 2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소니의 방향을 정립해보도록 하겠다. 

 

① 도출 1 : 왜 소니의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가? 

 

기업의 컨셉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중 하나는 바로 광고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1997년부터 독특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한 기업 홍보 광고를 약 30여 편 이상 제작해 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친

근하면서도 가족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는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라

는 감성 전략을 통해 기존의 시끄럽고 강한 철강 회사 이미지에서 이제는 인간적면서도 사회 

공헌적인 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한 킴벌리 역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는 

캠페인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반해 소니는 현재 PlayStation2와 사이버 샷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군별 브랜드 광고만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소니만의 기업 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 소니의 Core Target이 비주얼에 민

감하면서도 감각적인 젊은 층이라는 점과 경쟁사들이 현재 적극적인 광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니의 낮은 광고매체 빈도는 타겟 집단에게 소니가 제공하는 감성적인 

가치를 전달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니는 타겟 소비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핵심 매체를 선정하여 이를 통해 소니가 추구하는 감성 전략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

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전략 부분에서 다시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도출 1 : 소니의 ‘Dream’ 컨셉은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가 낮아 
        소니만의 핵심적인 감성적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도출 2 : 소니의 ‘Dream’ 컨셉은 다소 추상적이라 소니가 브랜드에 담고

싶어하는 의미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 소니와 ‘Dream’을 연결시켜주는 구체적인 연결고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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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출2 : 소니와 ‘Dream’을 연결시켜 주는 효과적인 매개체는 무엇인가? 

 

그럼 두 번째 도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현대 자동차’ 하면 ‘소나타’를, 

‘농심’ 하면 ‘새우깡’을 떠올리게 된다. 즉 모든 기업에는 Core Brand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우

리는 이 ‘Core Brand가 바로 소니와 ‘Dream’이라는 Driving Idea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

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그래서 우선 현재 소니를 이끄는 Driving 

Brand9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소니’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브랜

드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PlayStation’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

리 뜻밖에도 ‘워크맨10(41.3%)’이 맨 처음 떠오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워크

맨’에 이어 ‘Playstion(24.5%)’, ‘디지털 카메라(20.6%)’의 순이었다.) 

 

 

 

 

 

 

 

 

 

 

 

그럼 이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니가 ‘워크맨’이라는 혁

신적인 제품을 출시한 이후 계속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막상 ‘워크맨’ 이상으로 소비

자들의 뇌리에 뚜렷하게 각인될만한 독특한 브랜드 및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제품의 특성상 문제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과정 상에

서의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현재 ‘소니’하면 맨 처

음 떠올리는 워크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재 인식이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니의 워크맨은 소니의 Micro 미학11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부상했다.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기기’라는 개념은 이전의 휴대용 카세

                                            
9 어떤 브랜드가 구매결정, 사용결정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브랜드 
10 사실 워크맨은 소니가 최초로 출시한 브랜드명에 불과했지만 그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지금

은 하나의 제품군처럼 인식되고 있는 제품이다. 
11 소니의 전자기기 소형화 기술은 현재의 소니가 존재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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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플레이어를 대체하면서 휴대형 오디오 기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워크맨을 쓰던 사람들은 이미 CDP로, 다시 MP3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PMP12 및 MD와 같은 신제품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이미 워크맨은 소비자들의 머

리 속에서 ‘이미 한물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워크맨으로 대표되던 소니

에 대한 이미지 역시 하락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소니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때를 생각해보자. 그것은 바로 워크맨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소니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워크맨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개념을 소니 브랜드에 뚜렷하게 이입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시

키는 것이다. 그럼 소니 브랜드에 이입시킬 제품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까?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크게 다음 5가지 요소들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12 IDC에 따르면, 세계 PMP 시장은 지난해 약 30만대, 1억2000만 달러 규모에서 올해 약 77만

대, 2억7800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2006년에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가 일

반 소비자의 PMP 수요를 이끌어내 233만대(7억2000만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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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니의 기존 제품군 중 위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을 소니의 Driver Brand로 내세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에게 소니 브랜드의 가치 및 감성 코드

를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소니가 현재 진출

해 있는 분야들 중 시장 잠재력이나 시장 내 위치 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즉 소니

가 주력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위의 특성들과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PlayStation이 소니의 Driver Brand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실제 PlayStation은 우리가 요구하는 5가지의 특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브

랜드였다. 그래서 우리는 SONY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감성 가치인 ‘Dream’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매개 수단으로서 PlayStation의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럼 PlayStation을 이용한 감성 소구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되기 위한 방향을 

연구하고자 다음 장에서는 간단히 소비자들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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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소니의 ‘Dream’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PlayStation을 선정하였다. 실제 ‘Entertainment’와 가장 어울리는 제품을 묻는 질문 13 에서도 

PlayStation이 41.2%로 압도적인 지지율를 보여 소니가 지향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목표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들의 PlayStation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PlayStation에 대해 5.6점(1:매우 부정적~7:매우 

긍정적)의 점수를 부여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곧 PlayStation이 소비

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감성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렇다면 PlayStation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향의 감성 소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소니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전략이 가장 어필될 수 있는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이 원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13 PlayStation(41.2%), 디지털 카메라(19.6%), VAIO(8.8%)의 순 

1. PlayStation의 어떠한 이미지를 ‘Dream’에 이용할 것인가?  
2. 가장 감성 전략이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집단은 누구인가? 

3. 타겟 집단이 필요로 하는 ‘즐거움’은 어떠한 성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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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에서 소니의 ‘Dream’을 소비자

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Dream’ 

이라는 Driving Idea에 PlayStation의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PlayStation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본 결과, 왼

쪽 그림과 같은 형용사들이 추출되었다. 이

는 물론 조사 대상자들의 가장 공통된 의견

에 근거한 것이다.   

 

그럼 과연 이들 이미지 중 어떠한 이미지가 ‘Dream’과 가장 잘 매치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소니가 추구하는 ‘Entertainment 기업’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 ‘엔

터테인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오락 및 여흥,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즉 소니

는 기존의 전자제품 판매 회사에서 벗어나 ‘즐거움’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

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니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같

은 소니 계열사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전자제품 회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무형의 

것, 즉 ‘즐거움’이라는 감성 코드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에서 도출된 PlayStation의 이미지 중 ‘즐거움(Fun)’이라는 코드가 소니가 추구하는 

‘Dream’과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Dream’이라는 Driving Idea에 이입시킬 것을 제안한다. 

 

 

1. ‘Dream’ 컨셉에 적합한 감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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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기존 10~30대의 Core Target 중 특히 ‘Dream’에 이입된 PlayStation의 ‘즐거움’이라는 감

성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집단은 어떠한 집단일까?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

서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적극 추구하는 집단일 것이다. 또한 PlayStation 제품에 호의적인 집

단일수록 이를 Driver Brand로 하는 감성 전략에도 더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라는 잠정적인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들 집단에 속하는 소비자들

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15가지 항목을 통해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이들 15개의 항목들은 요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개념끼리 묶음으로써 보다 효

과적인 분석 툴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

을 사용하였고, 전체 15개의 항목 중 공통성이 낮은 항목 1개를 제외한 14개의 항목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은 요인 적재량에 따라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 5개로 추출되었고, 각 요인

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험성, 유행 민감성, 의견 선도성, 결단성, 일탈성으로 명명하였다14. 

 

 

                                            
14 5개의 요인들은 각 변수의 분산의 83.1%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신뢰성 계

수는 모두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성 전략에 가장 효과적인 집단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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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에서 도출된 5가지 소비자 성향을 바탕으로 PlayStation의 ‘즐거움’이라는 감성 전략

이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5. 

 

 

 

 

 

 

 
 

분석 결과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적극 추구하는 집단과 PlayStation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

고 있는 집단은 평균 집단에 비해 3가지 요인, 즉 유행 민감성, 의견 선도성, 일탈성에서 뚜렷

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5개 요인 중 이 3개 요인에서는 2개 집단 모두 평

균적인 집단에 비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PlayStation의 ‘즐거움’이라

는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유행에 민감하고, 의견 선도적인 특성을 

지니며, 생활에서의 일탈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5 즐거움 추구 집단 : 생활 속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의 정도가 5점~7점(약간 그렇다~매우 그렇

다)이라고 응답한 집단(7점 척도 기준) 

PlayStation에 호의적인 집단 : PlayStation에 대해 5~7점(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집단(7점 척도 기준) 

1.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적극 추구하는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2. PlayStation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 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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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향을 강하게 보이는 10~30대 남녀 6명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 보았다.16 이

는 다음과 같이 크게 감각적인 즐거움과 감성적인 즐거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감각적인 즐거움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 촉각을 자극하는 제품, 향

기, 음악 등 오감을 자극시키는 제품에 대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백화점에서 은은하고 편안한 음악이 나오면 이러한 분위기에 취해 더욱 오랫동안 쇼핑

을 하기도 하며, 매장에 뿌려놓은 향기를 따라 매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특히 비주얼적인 면이

나 상징적인 가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차원보다는 3D나 입체적인 요소에서 더욱 

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성적인 즐거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자

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론 온오프라인 모두에 

해당된다. 특히 제품 정보 비교를 위해 탄생된 ‘디씨인싸이드’ 싸이트의 경우, 다양한 엔터테인

먼트적 요소를 통해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고, 이는 결국 ‘디씨폐인’

이라는 용어까지 탄생 시킬 정도로 사람들의 감성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로 발전될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이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이들

의 또다른 특징, 즉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집단주의 문화와도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소 무리해서라도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는 바로 이들의 자아 표출형 욕구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함으

로써 제품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자 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월드나 블로그 열풍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 이러한 타겟 집단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맞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6 2005. 1.28. 이들이 생활 속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의 성격에 대한 연구(10~30대 6명 대상) 

3. 타겟 집단이 필요로 하는 ‘즐거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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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소니의 ‘Dream’이라는 Driving Idia가 소니의 목

표 및 핵심 역량과 일치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브랜드 내에 타겟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는 감성 코드를 내재한 채 이

를 적극 기업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80~90년대 소니가 누렸던 세계

적인 위상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Dream’이라는 

다소 모호한 감성 코드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시키고자 소니만의 뚜렷한 이미지

를 ‘Dream’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PlayStation’을 소니의 Driver Brand로 내

세워 PlayStation의 핵심 가치인 ‘즐거움’이라는 감성을 소비자들에게 소구시키자는 전략을 제안

하게 되었다.  

 

그럼 ‘Dream’에 내재된 ‘즐거움’이라는 감성 코드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기획 방향 및 전략 모형 도출 
2. 소니의 감성 전략 실행 방안 
3. 소니의 감성 전략 통합 – “Sony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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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감성 도구 – “Sony Hole” 

 

(1) ‘Sony Hole’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소니의 Core Target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란 크게 감각적인 즐거움과 감성적인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바탕으로 하는 가상의 인터페이스 공간, 즉 소니 고객들이 

무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무형의 공간인 ‘Sony Hole’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Sony Hole’이란 ‘Sony’와 ‘Black Hole’의 합성어로, 이는 ‘Black Hole’의 개념

적 의미에서 비롯 되었다. 원래 Black Hole은 빛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한번 블

랙홀에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만큼 강한 중력장을 지닌 별이다. 이러한 개념적 의

미를 우리는 ‘Sony Hole’이라는 상징화된 컨셉을 통해 소니의 감성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즉 ‘Sony Hole’이란 ‘소니와 함께하는 가상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의미하는 감성 

소구 컨셉으로서, 한번 Sony Hole에 빠져들면 소니만의 즐거운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감각적이고, 의견 선도적이며, 일탈 성향이 강하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10~30대 남녀 

1. 기획 방향 및 전략 모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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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다. ‘현실과 다른 꿈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세상’, ‘빠져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소니가 제공하는 ‘즐거움’의 가치를 타

겟 소비자들에게 감각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소니가 지향하는 

‘Dream’ 세계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비주얼하게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컨셉을 강화하기 위한 개

념적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우리는 “Fall Into Sony Hole”이라는 슬로건을 도

출할 수 있었고, 이는 뒤에 나오는 소니의 기업 광고에서 적극 활용될 것이다.  

그럼 ‘Sony Hole’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2) Fall into Sony Hole 
 
소니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하는 순간 제품 자체의 편익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니

가 제공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Sony Hole’이라는 개념

은 사이버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나 항상 즐길 수 있는 소니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상징하

는 것으로서,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오프라인 상에서는 PlayStation 제품을 크게 2개의 군으로 나누어 홈 엔터테인먼트 중심에

는 PlayStation 2와 곧 출시될 PlayStation 3로 적극 공략하고,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중심에는 

PSP(PlayStation Portable)로 공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PlayStation의 이미지를 

‘Sony Hole’의 감성 이미지로 이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니 제품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해 ‘디지

털 드리머스 클럽’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고급 컨텐츠를 제공하고 점

차적으로 소니의 감성 전략 대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점점 많은 소비자들을 소니만의 즐거운 

가상 공간 ‘Sony Hole’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Sony Hole’의 중요한 2개

의 축, 즉 감각적/감성적인 즐거움과 온/오프라인은 뒤의 전략 부분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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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EM Matrix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IMC 방향 

 

우리는 앞에서 기존의 ‘Dream’을 소니의 Driving Idea로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고, 이를 소비자

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Sony Hole’이라는 가상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안하였다. 

그럼 컨셉 강화를 위한 ‘Sony Hole’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BEM Matrix(Brand Experience Management)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크게 3가지의 브랜드 컨셉과 5가지의 IMC 도구로 구성된

다. 브랜드 컨셉은 앞서 제시한 기능적(Functional), 상징적(Symbolic), 감성적(Experiential) 컨셉과 

일치하고, IMC 도구로는 Visual/Verbal Identity, Product, Advertising, Event/Sponsorship/PPL, Word Of 

Mouth/PR이 있다. 그럼 이들을 바탕으로 브랜드 컨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살펴 보겠다.  

 

우리는 브랜드 컨셉과 IMC 도구들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BEM Matrix를 기본 틀로 

만들 수 있었다. 여기서 가로축은 5가지의 브랜드 IMC 전략을 의미하며, 이들은 ‘Sony Hole’이라

는 Virtual Entertainment Space를 구체화하는 요소들이자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소비자들의 감성에 

어필하기 위한 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세로축은 3가지의 브랜드 컨셉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브

랜드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3가지 컨셉 중 주로 상징

적 컨셉과 감성적 컨셉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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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랜드 IMC 전략 모형 

 

 

그럼 BEM 모델을 통해 도출된 브랜드 IMC 전략들을 앞서 강조한 2개의 축, 즉 감각적/감성적 

즐거움과 온/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 전략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카테

고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오프라인 전략에서는 감성 전략으로 크게 기업 광고, Sony Hole Time,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디지털 체험관을 이용해 타겟 집단의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소니에 대한 호감으

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의 엔터테인먼트화를 통해 소비자

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온라인 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Sony Hole 체험 전략을 통해 나이키와 같은 감각적인, 즉 현실 세계와 

같은 인터페이스 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니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의 질

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 같은 4가지 전략들을 통해 구현되는 소니만의 가상의 엔터테

인먼트 공간을 바로 우리는 ‘Sony Hole’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들 각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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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ffline-Feel Oriented 

 

(1) 기업 광고 – ‘Sony Hole’ 런칭 광고 
 
우리는 앞서 소니의 컨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기업 광고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우리는 ‘Sony Hole’이라는 개념을 타겟 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으

로 전달하려면 소니만의 독특한 기업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광고 매체는 감각적이면서도 

타겟인 10~30대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TV와 인쇄 광고를 

주요 매체로 선정하게 되었다. TV 광고는 공중파 3사를 중심으로 주중 및 주말 20:00~23:00시에 

이루어지고, 인쇄 광고는 4대 인쇄 매체와 무가지 매체를 중심으로 집행될 것이다.   

 

① TV 광고 – ‘Fall Into Sony Hole, it’s a Sony’ 

구분 내용 
Concept Fall Into Sony hole, it’s a Sony  

Date 2005.05.01~2005.11.01 

Target 소니의 10~30대 Core Target (감각적이면서도 유행에 민감, 일탈 성향 강함)

Tone 
& Manner 

•  Sony hole이라는 컨셉 고지  

•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머러스한 느낌 

Contents 

1. 우주선 Soyuz 호 내부. 

   7명의 승무원이 있고, 다들 지치고 따분한 표정을 하고 있다. 

2. 우주선 외부를 보여준다. 은하수가 빛나고, 멀리 지구도 보인다. 

3. 갑자기 A 승무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캡틴, 11시 방향에 Soyuz호가 끌리고 있습니다.”  

4. 캡틴인 B 승무원이 대답한다 

“그래? 무슨 일이지? 자세히 조사해 봐.”  

5. 뒤쪽에 있던 C 승무원이 급박한 목소리로 말한다.  

“새로운 Hole인데요. 우리가 찾던 파라다이스입니다”   

6. 캡틴이 크게 외친다. 

“드디어 찾았군, 찾았어. Sony hole을 말이야” 

7. 온 승무원이 박수치며 환호성을 부른다. 

8. Soyuz호가 Sony Hole에 점점 빠져 들어간다.  

나레이션 : ‘Fall Into Sony Hole, it’s a Sony’  

2. 소니의 감성 전략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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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쇄 광고 

 
시안1은 런칭 초기 TV 광고와 같은 시기에 집행한다. 블랙홀의 의미를 빌려와 ‘Sony Hole’이

라는 가상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간다는 연상을 유도하고 있다.  

<시안1. Copy> 

BlackHole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움에 전진하는 Soyuz만이 경험할 수 있다 

Sonyhole에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에 앞서가는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다 

Fall Into Sony Hole, it’s a Sony 

 

시안2는 1의 후속 시리즈로 제작한다. 익스트림 스포츠인 스카이다이빙을 소재로 하며, 이와 

같은 주제로 TV 시리즈도 집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안2. Copy> 

Swing77이 하늘에 빠져든다 

용기있는 자만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SonyHole에 당신을 던져보라 

앞서가는 당신만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Fall Into Sony Hole, it’s a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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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ny Hole Time – PlayStation을 이용한 캠페인 

 

1980년생 GREY WorldWide 신입 AE 김영석씨.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9시. 씻고 여자 친구와 전화 한 통. 드라마 한 편 보면 11시. 내일의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

와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몰려온다. 잠자기에는 이르고 TV를 보자니 따분한 이때 자신만의

즐거움에 빠져들고 싶다. 이때 PlayStation이 곁에 있다면? 

 
‘Sony Hole Time’은 소니의 Driver Brand인 PlayStation을 이용해 소니가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뚜렷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즉 ‘소니의 PlayStation과 함께 즐

거움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의미로서, 이 캠페인은 우리가 앞서 제시한 PS2, PS3, PSP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효용에 주력하여 소니 유저가 ‘하루에 1번, 1시간’은 일상

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갖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즉 ‘Sony Hole’이 가상의 공간적 의미라면, 

이 ‘Sony Hole Time’은 이 공간적 의미에 시간적 의미까지 합친 개념으로, 감각적이면서도 일탈 

성향이 강한 소니의 타겟의 감성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앞에서 제시한 ‘Sony Hole’ 광고와 함께 상징적 의미가 강한 캠페인이므로 ‘Sony Hole’이라

는 감성 전략 초기에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 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는 PS2

와 PS3를, 휴대용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는 PSP를 두고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 ‘Sony Hole Time’의 구체적인 의미를 크게 홈 엔터테인먼트와 휴대용 엔터테인먼트로 나

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홈 엔터테인먼트 – ‘가족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 

 

PlayStation은 지난해 판매 100만대 돌파라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면, 올해는 소니의 AV 가전 유

통망을 비롯한 소니 계열사간 시너지를 통해 본격 성장기에 들어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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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단순한 비디오 게임기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영화감상 등이 가능하고 캠코더나 DVD를 

재생하듯 TV에 연결해 즐길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차세대 홈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가족들과 함

께 하는 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게임기 시장의 대표적

인 경쟁사인 Microsoft, 닌텐도 모두 자사의 게임 콘솔이 더 많은 거실로 들어가 디지털 엔터테

인먼트의 다음 세대를 선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소니의 PlayStation은 단순한 

게임기로서의 가치가 아닌, 소니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

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은 어떠한 성격일까? 그것은 바로 밖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즉 저녁 식사를 하고 남

는 여가 시간에 PlayStation으로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휴일에 집에서 쉴 때 함께 DVD를 보는 등 ‘가족들과 항상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개념으로 바로 ‘PlayStation’의 감성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상황들을 광고나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소비자들이 ‘PlayStation’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이 캠페인을 

통해 PlayStation이 갖는 즐거움을 소니의 이미지로 이입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 ‘손바닥 안의 또 다른 세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 하거나 밖에서 약속 시간 전까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장기간 

이동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보통 핸드폰을 이용하여 메

시지를 주고 받거나 MP3로 음악을 듣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있다면 이 지루한 시간을 보다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

한 개념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PlatStation의 휴대용 제품인 PSP17라 할 수 있다.  

 

PSP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즐거움은 ‘손바닥만한 기기 하나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게임

도 할 수 있는 등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게임기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멀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제공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Sony Hole Time’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PSP의 이러한 측면을 적극 강조하고 어필

함으로써 PSP를 통한 즐거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즐거

움을 추구할 때 쉽게 PSP를 떠올리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소니만의 가상 

Entertainment 공간인 ‘Sony Hole’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17 UMD(Universal Media Disc)를 통해 게임 외에도 최대 1.8GB(기가바이트) 용량의 게임이나 

영화, 음악을 담아 재생할 수 있는 다목적 미디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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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 활동 – ‘Dream’을 목표로 하는 활동 

 

소니는 현재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소니의 Vision인 ‘Dream’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그 동안 소니가 진행해 온 봉사 활동이나 캠페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주로 환경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니는 환경에 유해한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

향의 활동을 통해 얻는 이미지 제고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각인되지 않고 

있는 ‘Dream’이라는 이미지를 보다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소니 브랜드 관리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소니는 ‘Dream’을 테마로 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소비자들

에게 인간적인 기업 이미지와 동시에 소니가 지향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유한 킴벌리는 자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푸

르게’라는 캠페인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 옴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한 사례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니의 사회 공헌 활동이 소니 고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전국 시도별로 등록되어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청소년이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으면 장

학금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소니의 매

년 이익금 중 일부를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소니의 임원이나 각 지역 대리점 직원들이 소니 고객들 중 희망자들과 함께 일년에 한 두 차

례 정기적으로 고아원 및 양로원을 방문하는 행사를 벌일 수 있다. 이때 소니 제품을 기증하고 

한 명씩 이들의 꿈을 실현해주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환경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Dream’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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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ffline-Sensory Oriented – “체험 매장(디지털 체험관)” 

 

소니는 현재 전국에 소니가 지정한 대리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리점들은 거

의 실소비자들 위주로 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

실이다. 기존의 고객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소비자들 역시 모두 소니의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볼 때, 기존의 실소비자들 위주의 대리점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소

비자들 역시 소니 제품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높임으로써 친근한 소니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소니만의 독특한 체험 매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체험 매장’이라는 개념은 국내에서 아직 그리 낯익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미 미국 아웃도어 

제품 회사인 REI18나 아모레퍼시픽의 뉴욕 매장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즉 우리는 소

니만의 디지털 체험 매장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니

가 추구하는 ‘Dream’ 및 ‘Sony Hole’이라는 개념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다. 우리가 제안하는 소니의 체험 매장은 우선 길을 지나가

던 사람들도 제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따로 설치함으로써 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단순한 체험관이 아닌, 즐거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

들어 나감으로써 소비자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지 메이킹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니의 체험 매장 내부 Flow를 만들어 보았다. 

 

 
                                            
18 REI 시애틀 매장은 암벽타기 벽, 비 내리는 방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과 혼합함으로

써 첫 해에만 1,5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수많은 고객 확보와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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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장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게 왼쪽과 오른쪽 2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보았다. 오른

쪽은 제품을 직접 구경하고 체험해보는 체험관 위주로 구성하였고, 왼쪽은 서비스를 받거나 

방문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매장 내 Flow는 크게 3단

계로 나뉘어진다. 즉 우선 입구에서 오른쪽 섹션으로 들어가 소비자들이 소니의 신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왼쪽 섹션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실질적인 제품 

및 렌탈 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왼쪽 출구 부근에 이들이 편히 쉴 수 있

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체험관+대리점+엔터테인먼트’ 3개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일명 ‘즐거움을 통해 소니에 대한 친근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체험 매장’으로 구

성하였다. 각 섹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디지털 체험관 

 
방문자가 입구에 들어서서 처음 접하게 되는 곳은 바로 오른쪽의 디지털 체험관이다. 이 곳

은 소니의 신제품을 보여주는 쇼룸 형식의 공간으로 ‘신제품 Show Room→휴대용 엔터테인먼

트 체험관→홈 엔터테인먼트 체험관’ 3개의 공간으로 분리된다. 이 곳에서 방문자들은 소니의 

기존 제품 및 신제품, 곧 출시 예정인 제품들을 미리 접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해 보면서 다

소 위험 부담이 큰 소니의 하이테크 제품들에 보다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② 2단계 – 서비스 공간 

 
오른쪽 디지털 체험관을 둘러본 후 왼쪽 섹션으로 가면, 소니 제품 렌탈 서비스 공간과 전

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나게 된다. 이 곳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고 싶

은 제품을 대여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③ 3단계 – 엔터테인먼트 공간 

이 곳에는 안락한 쇼파와 테이블, 간단한 음식 코너를 마련하여 소니의 체험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든다. 쇼파에 앉아 편하게 DVD

를 볼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PlayStation을 즐길 수도 있다. 또한 힙합이나 재즈 등 소니의 

타겟 집단의 성향에 맞는 가수들을 초청함으로써 조그만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 방문자들이 직

접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경연 대회나 행사도 마련한다.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마존과 같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소니의 디지털 체험 매장과 잘 결합시킴으로써 한

번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소니만의 독특한 즐거움을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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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nline-Feel Oriented –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소니는 기업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제품별 홈페이지, ‘디지털 드리머스 클럽’, 온라인 쇼

핑몰인 ‘소니 스타일’ 등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소니가 타겟으로 

하는 젊고 열정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는 바로 ‘디지털 드리머스 클럽(이하 

드리머스 클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하는 소니의 온라인 커뮤니티 전략

을 마련하고자 한다. 

 

드리머스 클럽은 보통 매니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기는 여타의 커뮤니티들과는 달리, 작년 

초, 소니가 직접 구축한 커뮤니티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회원들간 자발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

로 하는 다른 커뮤니티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다른 커뮤니티들에 비해 회원들

간 자연스러운 제품 정보 공유 목적보다는 소니의 소식이나 회원들간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코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드리머스 클럽이 소니를 대표하면서도 소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① 1단계 – 어떻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우선 ‘소니’라는 브랜드 및 제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 커뮤니티를 적극 홍보함으로

써 드리머스 클럽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소니의 홈페이지와 제휴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것처럼 다른 관련 사이트들과 제휴 프로그램을 맺거나 홍보를 통해 드리

머스 클럽을 소니를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부각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커

뮤니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니에 매니아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관심을 끌만

한 흥미거리, 즉 소니의 각 제품에 대한 후기란을 만들거나 얼리 어덥터들을 위한 신제품 정보 

공유방을 만들어 유행에 민감하고 의견 선도자로서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소니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된 커뮤니티가 아닌,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갖춘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게임 코너를 마련하거나 음

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팅 공간 등을 만들어 이들이 커뮤니

티 공간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② 2단계 – 어떻게 소비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것인가? 

일단 커뮤니티에 방문한 소비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려면 이들이 다시 드리머스 클럽에 오고

싶은 충동을 느낄만한 실질적인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의 구미에 맞

는 고급 컨텐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컨텐츠란 소니가 제공하는 정보일수

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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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쌍방향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즉 회원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고급 컨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소니의 역할인 것이다.  

 

이를 위해 소니는 글을 많이 올리거나 자주 방문을 하는 등 활동성이 높은 고객들을 주기적으

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니의 제품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엠파스나 네이버의 

지식 검색과 같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함으로써 점수를 부여한 사람과 얻은 사람 

모두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포인트로 전환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 포인트를 이용해 소니 제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

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멤버들의 활동성이 높아질수록 이들이 생산하는 컨텐츠의 

질도 같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드리머스 클럽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통해 기존에 글만 읽고 쓰지는 않던 RAM 회원들을 적극 활

동하는 ROM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리머스 클럽 내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

에 따라 또다시 10명 이하의 소규모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드리머스 클럽

이라는 전체 커뮤니티를 보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소

규모의 커뮤니티를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요소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3단계 – 어떻게 기존 방문자들의 로열티를 높일 것인가?  

로열티를 높이려면 이들의 감성을 건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감성은 기존 커뮤니티 멤버들간 유대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즉 소니는 주기적인 정모

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자주 접하고 친근

해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드리머스 멤버들간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대성은 이들의 소니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높이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리머스 클럽 내 메신저를 지원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다. 즉 드리머스 클럽에 대한 소속감 

제고를 통해 이들의 로열티를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④ 4단계 – 어떻게 구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 커뮤니티 멤버들은 소니 제품에 대한 매니아일 뿐 아니라 또래 집단

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일 확률이 높다. 즉 이들을 소니 신제품 런칭 행사나 이벤트 

등에 초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매달 커뮤

니티에서 후기를 많이 올린 회원들에게 특별한 혜택, 예를 들어 소니 제품 렌탈 서비스를 실시

함으로써 이들이 소니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이 자신의 경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전달하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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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nline-Sensory Oriented – 온라인 “Sony Hole” 체험 

 

현재 소니의 홈페이지는 제품 정보와 회사를 소개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

형 홈페이지에서 벗어나 소니가 제공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라는 감성적 가치를 방문자들이 직

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소니가 추구하는 ‘Dream’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우리가 추구하는 감각적인 개념인 ‘Sony Hole’을 온라인 상에서도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즐거움’이라는 그 상징적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더 효과적으

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 분야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나이키 코리

아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나이키를 방문하면 우선 제품을 용도별로 나

눈 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제품 정보와 전문

가 견해에 대한 플래시를 발견할 수 있다. 또

한 온라인 상에서도 소비자들이 직접 나이키 

신발을 신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

록 오감과 관련된 감각적인 요소들을 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It’s a Sony’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강한 개성과 감각적인 면을 핵심 역량으로 갖

고 있는 소니가 나이키와 같이 감각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요소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온라인 상에서의 ‘Sony Hole’ 체험이라는 전략을 마련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오감을 바탕으로 하는 감각적인 즐거움

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맞춤별 

서비스를 통해 보다 고객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전략을 간단

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자 –  3D를 이용한 가상 인터페이스 구현 

 
어떤 소비자가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소니 홈페이지에 방문하였다고 하

자.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 정보들만을 가지고는 

제품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한계상 제품의 앞면밖에 볼 수 없기 때문

에 실제 제품의 크기나 모양, 촉감 등에 있어서 신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니는 높

은 기술력이라는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이를 오히려 경쟁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3D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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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실 세계를 온라인 상에 똑같이 구현해 놓은 핀란드의 가상 도시와 같이 소니 역시 3D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과 같은 입체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면 소비

자들은 쇼핑을 위한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위한 쇼핑을 위해 소니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제품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구매를 결정하

듯, 온라인 상의 ‘Sony Hole’에서도 직접 가상의 인터페이스 공간을 걸어 다니며 소니의 제품들

을 구경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각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등 오감에 근거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소니 매장이 닫힌 후에도 소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고 친근한 

소니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② 고객 맞춤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성적으로 다가가자 

 

소니는 모든 고객들에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즐거움의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VAIO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VAIO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성향을 미리 한번 체크해줌으로써 그에게 맞는 제

품을 추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고객의 로그 분석이나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선

택한 제품들을 추천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의 객관적인 견해 및 기존 사용자들의 후기를 링크시켜 놓는다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니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중 2~3가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음에 

재방문 할 때는 그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사이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굳이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찾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

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들을 통해 즐거움의 질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온라인 상의 ‘Sony Hole’ 체험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라는 디지털 공간

에서도 ‘즐거움’ 및 ‘감동’이라는 아날로그적 가치를 느끼게 됨으로써 소니 홈페이지에 지속적

으로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40

 

 

  

우리는 지금까지 ‘Dream’이라는 소니의 Driving Idea를 ‘Sony Hole’이라는 가상의 엔터테인먼트

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Sony Hole’이란 소니와 함께하는 즐

거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ony Hole’을 크게 2개의 축, 즉 Online/Offline, Sensory/Feel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Sony Hole’이라는 가상 공간을 Online, Offline이라는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소니만의 ‘즐거움’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고, 이 즐거움은 크게 오감을 

통한 감각적 즐거움과 느낌을 통한 감성적 즐거움 2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 모델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고자 ‘Fall Into Sony Hole’라는 슬로건

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감성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다. 

  

 

 

3. 소니의 감성 전략 통합 – “Sony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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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소니’의 경쟁 상대 하면 ‘삼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막상 소니와 삼성이 

서로 경쟁하는 분야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삼성을 떠올리

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감성인 것이다. 이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Feel에 의한 

사고이자, 예측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심리인 것이다. 사실 소니의 목표가 ‘엔터테인먼트 기업’

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니의 경쟁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될 수 있다. 즉 제

품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추구하는 가치로 그 기업을 평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소니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소니는 ‘Dream’을 

꿈꾸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Dream’을 소비

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소니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했고, 그것이 

바로 PlayStation이었다. PlayStation의 핵심 가치이자 소니의 목표와도 일방향을 유지하는 개념으

로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추출해 낼 수 있었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Sony Hole’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이용하였다. 이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감각·감

성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개념적인 도구로, 소니가 제공하고자 하는 무형의 가치인 ‘즐거움’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가상의 엔터테인먼트 공간’ 컨

셉을 통해 우리는 소니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Dream’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사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룬 부분이 감성과 브랜드라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다 보니,

시각적으로 기술하기 힘든 부분들을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

견이 개입될 수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니는 현재 ‘Dream’

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 비전은 말 그대로 ‘꿈’이 아닌, 실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

고 소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소비자들이 소니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더 이상 소니의 제품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소니’ 브랜드에 담긴 소니만의 특별한 감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소니만이 갖는 ‘특별한 즐

거움’. 이것은 바로 소니가 장차 소비자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소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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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저희는 ‘소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의견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1 > 
 ∞ 님은 소니 또는 소니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 

① 예    → 조사 중단          ② 아니오   → ‘응답자 분류’로 
 
 

응답자 분류 (해당사항에 O 해주십시오) 

성별 (     ) 남            (     ) 여 

연령 (     ) 만10~19세      (     ) 만20~29세     (     ) 만30~39세 
(     ) 만40~49세      (     ) 만50~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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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은 ‘소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소니’하면 가장 맨 처음 어떤 제품이 떠오르십니까?         (      ) 
① 워크맨          ② Playstation            ③ VAIO         ④ 디지털 카메라 
⑤ WEGA TV        ⑥ 홈씨어터            ⑦ A/V           ⑧ 캠코더 
⑨ 로봇(아이보)     ⑩ 기타                              

 
2. 귀하는 ‘소니’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3. 다음은 소니의 이미지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이 소니의 이미지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각각 점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약간 아니다  ④ 보통   ⑤ 약간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① 고급스럽다                                                    (      ) 
② 세련되다                                                      (      ) 
③ 친근하다                                                      (      ) 
④ 발랄하다                                                      (      ) 
⑤ 실용적이다                                                    (      ) 
⑥ 혁신적이다                                                    (      ) 
⑦ 신선하다                                                      (      ) 
⑧ 젊다                                                          (      ) 
⑨ 독특하다                                                      (      ) 

 

4. 귀하는 소니의 ‘Do you dream in SONY’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4-1번으로              ② 아니다  → 5번으로 

 
4-1. 귀하는 소니가 추구하는 ‘Dream’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고급(프리미엄)         ② 즐거움                 ③ 새로움 
④ 상상                  ⑤ 기타               _______________ 
⑥ 잘 모르겠다 
 

4-2. 귀하는 소니의 ‘Dream’이라는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 보통   ⑤ 약간 긍정적   ⑥ 긍정적  ⑦ 매우

긍정적 

    ├─-───┼───-─┼──-──┼───-─┼──-──┼──-──┤ 

 
5. 귀하는 소니의 기존 광고들 중 어떤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       ) 

① Playstation2       ② 디지털 카메라      ③ VAIO        ④  WEGA TV 
⑤ 디지털 캠코더    ⑥ 기타                              ⑦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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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번은 ‘소니’ 제품의 구매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귀하는 실제 소니 제품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6-1번으로              ② 아니다  → 7번으로 
 

6-1. 귀하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니의 제품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Playstation 2        ② VAIO           ③ 디지털 카메라      ④ 워크맨 

⑤ WEGA TV         ⑥ 홈씨어터       ⑦ A/V                ⑧ 캠코더 

⑨ 로봇(아이보)      ⑩ 기타                                                           
 

6-2. 귀하가 구매한 소니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보통   ⑤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 

 
7. 다음 소니 제품 중 가장 구매하고 싶은 제품은 무엇입니까?  (       ) 

① Playstation 2       ② VAIO           ③ 디지털 카메라     ④ 워크맨 

⑤ WEGA TV        ⑥ 홈씨어터        ⑦ A/V              ⑧ 캠코더 

⑨ 로봇(아이보)     ⑩ 기타                                                             
 
 
< 8~9번은 홈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 네트워크’란 가정내 정보가전 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8. 귀하는 기존에 ‘홈 네트워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8-1번으로              ② 아니다  → 9번으로 
 
8-1. 귀하는 ‘홈 네트워크’ 하면 맨 처음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       ) 

① 소니      ② 삼성      ③ LG      ④ MS       ⑤ 기타                                 
 
9. 귀하는 장차 홈 네트워크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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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번은 Playstation 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Playstation 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1. 귀하는 소니의 Playstation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약간 부정적 ④보통 ⑤약간 긍정적 ⑥ 긍정적 ⑦ 매우 긍정적 

├─-──┼──-─┼─-──┼──-─┼──-─┼──-─┤ 

 

(→ ⑤~ ⑦로 체크했을 경우 11-1로 )  
 

11-1.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시간 낭비로 느껴진다 

 ② 게임에 중독될까봐 두렵다 

③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다 

④ 게임을 싫어한다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귀하는 앞으로 출시될 다음 PSP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       ) 

  

게임 뿐만 아니라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 있는 

휴대용 Playstation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귀하는 ‘플스방(Playstation 전용 게임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귀하는 ‘플스방’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       ) 

① 밝고 즐거운 느낌          ②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느낌     

③ 하이테크와 미래지향적 느낌    ④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게임방 같은 느낌   

⑤ 기타                                                
 

15. 귀하는 앞으로 ‘플스방’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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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번은 귀하의 여가 생활 및 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편입니까?            (       ) 
 

①전혀 추구 안함 ②추구하지 않음 ③약간 추구하지 않음 ④보통 ⑤약간 추구 ⑥추구 ⑦ 매우 추구 

├─-──┼──-─┼─-──┼──-─┼──-─┼──-─┤ 

 
17. 귀하는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반대 하십니까?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정말 그렇다 

             1─-──2────3────4────5────6────7 

 
①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다                                     (      ) 
② 나는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      ) 
③ 나는 유행에 민감하다                                             (      ) 
④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상품을 먼저 사야 직성이 풀린다            (      ) 
⑤ 나는 활동적이다                                                  (      ) 
⑥ 나는 또래 집단에서 주로 대화를 이끈다                            (      ) 
⑦ 나는 나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      ) 
⑧ 나는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적게 걸린다                   (      ) 
⑨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분야일수록 더 매력을 느낀다         (      ) 
⑩ 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      ) 
⑪ 나는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한다                                    (      ) 
⑫ 나는 1개 이상의 제품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      ) 
⑬ 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      ) 
⑭ 나는 감각적인 스타일이다                                         (      ) 
⑮ 나는 일상 생활에서 일탈하고 싶을 때가 많다                       (      ) 

 
18. 귀하는 다음 소니의 제품 중 어떤 제품이 엔터테인먼트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Playstation      ② VAIO           ③ 디지털 카메라    ④ 워크맨 
⑤ WEGA TV       ⑥ 홈씨어터      ⑦ A/V              ⑧ 캠코더 
⑨ 소니 뮤직       ⑩ 소니 영화     ⑪ 로봇(아이보)     ⑫ 기타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